
공개특허 10-2004-003720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A61K 9/28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37207

2004년05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4-7004657

(22) 출원일자 2004년03월29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03월29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2/03111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026614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2년09월28일 (87) 국제공개일자 2003년04월03일

(30) 우선권주장 09/966,939

09/966,509

09/966,497

09/967,414

09/966,450

2001년09월28일

2001년09월28일

2001년09월28일

2001년09월28일

2001년09월28일

미국(US)

미국(US)

미국(US)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맥네일-피피씨,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뉴저지주 08558 스킬먼 그랜드뷰 로드

(72) 발명자 버니크,프랭크제이.

미국펜실베니아18951쿼컬타운,이.체리로드750

길모르,티모씨피.

미국펜실베니아19446랜스데일아파트엠8사우쓰브로드스트리트639

라벨라,거스비.

미국펜실베니아19426컬리지빌스틴드라이브176

맥널리,제랄드피.

미국펜실베니아19312벨위인,콜드스트림드라이브177

토마스,마르틴

미국플로리다33467레이크워쓰,트레스코트드라이브7401

소우덴,해리에스.

미국펜실베니아19038글렌사이드,우즈로드209

리,덜-양

미국뉴저지08822프렐밍톤,켄트워쓰코트10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청구 : 없음

(54) 당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형

요약

제형은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함유한다. 일 실시예에서,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이고,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갖고,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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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활성 성분은 약리학적 활성제이다.

대표도

색인어

제형, 활성 성분, 당제 조성물, 평균 편광광 투과율, 활성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당제 조성물(confectionery composition)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과 같은 제형(dosage form)에 관한 것

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지방, 비정질 슈가 글래스(sugar glass), 또는 퐁당(fondant)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특히 소아의학 및 노인병학 적용을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목적은, 투약 요법과의 환자 순응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성 제약 성분의 불쾌한 맛 및/또는 감촉을 은폐하는 맛좋고 맛있는 제형을 제조하는 것이다. 당

제 조성물은 이러한 원하는 제품 속성을 성취하기 위해 상당한 잠재성을 제공하지만, 제약 적용에서의 사용이 지금까

지 상당히 한정되어 왔다.

당제 및 제약 산업에 적용되는 규정의 상당한 차이는 이들 두 개의 산업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전 가능하지 않은 설비 

및 프로세스를 초래한다. 당제 조성물의 이익을 제약 전달 시스템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약학 개발자는 제약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MP) 및 제품 품질 표준의 영역에서 주요한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당제 제조 설비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제약 산업에 의해 요구되는 원료 추적성의 엄격한 제어를 허용하도록 설계

되지 않고, 또는 다수의 약물 활성 성분을 처리하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되지 않는다. 고순도의 수원(w

ater source)의 폐쇄형 공기 조화 시스템 및 현장 분석 실험실은 임의의 제약 시술에 대해 중요하다. 이들 시스템을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및 복잡성을 수반한다.

가장 최근의 상업용 당제 프로세스는 고체적 및 저비용의 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미적 특성, 일관성, 균일성,

투여량의 정밀도 및 일반적인 외관은 2차적인 고려이다. 약학 제형에 있어서, 또한 균일하고, 일관적이고, 품위 있는 

외관의 제품인 매우 정밀한 투여량을 신뢰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비교적 저비용, 고체적의 상업적 계량 처리법

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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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현재의 당제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높은 비율의 폐기물이 효율의 절충 없이 처리 중에 생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배치의 미사용 부분이 미래의 배치 내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 프로세스에서, 정기적으로 폐기물을 재

처리하고, 또는 배치들을 상호 혼합하도록 GMP가 고려될 수 없을 것이다.

약학 제형은 고도의 약물 함량 균일성을 성취하도록 개별 투여 단위의 중량의 최소의 편차를 가져야 한다. 다수의 당

제 프로세스는 제약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밀도 및 재현성에 대한 요구 없이 설계되기 때문에, 고도의 편차가 그 디자

인에 고유적이다. 전형적인 당제 로프 성형 작업(rope forming operation)은, 예를 들면 포집 공기에 기인하는 높은 

제품 중량 편차, 및 로프 인장 강도, 점성, 및 온도 에 의한 가소성을 초래한다. 종래의 당제 절단 및 포장 작업은 로프

의 두께 및 유동의 편차에 기인하여 높은 제품 중량 편차를 초래한다. 압출된 당제 조성물은 유량의 변화 및 중심 충전

함량의 편차를 야기하는 중심 충전 펌핑 작업의 맥동에 기인하여 단편 중량이 변경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높은 중량

편차는 당제 적층 작업에 있어 고유적이며, 이는 고정 체적을 충전하지 않으므로, 단편 중량은 온도 및 재료 인자에 

기인하는 점성의 가변성을 받게되는 계량된 투여량 펌핑의 재현성에 의존한다.

제품 미관은 두 개의 산업 사이의 모순의 다른 영역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당제 적층 작업은 단지 3개의 측

면에서 높은 규정도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지만, 필수적으로 일 측면에서는 '자유 형성' 표면을 갖는다. 이러한

제품에서, 표면 광택도가 성형된 측면보다 자유 형성 표면에서 더 높다. 약학 제품은 통상적으로 제조 프로세스에서 

고도의 제어를 수반하는 균일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형의 모든 측면에서 균일하고 높은 규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당제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약학 제형에 허용 불가능할 수 있는 상당한 레벨의 칩핑, 균열, 변형, 또는 파

손 없이 통상적인 포장 작업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로프 성형 작업은 냉각 및 절첩 작업 

중에 공기를 포집하고, 로프 작업 중에 글래스에 기계적 응력을 부여한다. 이들 불완전성은 최종 제품의 스트레인 라

인 및 기포로서 명시되고, 이는 더 높은 제품 취약성, 감소된 제품 균일성, 및 감소된 시각적 매력을 초래한다. 특히, 

스트레인 의 영역은 결정 형성을 위한 핵 생성 부위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는 제품의 저장 수명을 감소시킨다. 포집 

공기는 부가적으로 중량 편차를 초래하고, 제품의 전체 일관성 및 시각적 품위를 열화시킨다.

당제 코어 상의 초콜렛 코팅은 통상적으로 초콜렛의 외부층을 고화시키도록 냉간 몰드를 충전하고, 이어서 과잉 유입

하고, 이어서 중심 충전 재료로 주입하거나, 저부를 형성하도록 용융 초콜렛 내로 코어 재료를 침지하고, 이어서 상부 

및 측면 상부에 용융 초콜렛을 유입하고, 이어서 과잉 드리핑하여 단편의 나머지를 피복함으로써 제조된다. 이러한 

작업은, 코팅 레벨이 원료, 온도, 습도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초콜렛의 점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량 편차가 고유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작업은 약학 제형에 적합하지 않는다. 약학 적용에 이러한 형태의 조성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임의의 형태의 중심 충전에 걸쳐 정밀하고 일관적인 레벨의 초콜렛 코팅의 신뢰적이고 반복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

는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본 발명의 한 목적은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고, 상기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이고,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형을 제공하는 것이고, 상기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고,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본원에 제공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명

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포함하고, 상기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는 0.5% 미만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포함하고, 상기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0.5% 미만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지방, 비정질 슈가 글래스 및 퐁당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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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젤라틴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겔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글래스 성분을 포함하고,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의 모든 면은 약 200 내지 300 GU(gloss unit)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두 개 이상의 면을 갖고,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 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20 GU 이하이

다.

다른 실시예에서,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15 GU 이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10 GU 이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

율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최대 흡광각에서 약 0 내지 40 그레이스케일 단위(grayscale unit) 사이의 평균 편광광 투

과율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글래스 성분을 포함하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은 약리학적 활성 성분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입자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입자는 약 50 내지 약 2000 미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입자의 적어도 일부는 코팅된 입자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단일의 물체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그 표면 상에 임의의 접합부(seam)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0% 미만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을 비정질 슈가 글래스 성분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0.5 내지 5.0 미크론의 직경을 갖는 기공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겔 기반 조성물 또는 젤라틴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비정질 슈가 글래스 성분을 포함하고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모든 제형면은 약 200 내지 300 GU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두 개 이상의 면을 갖고,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20 GU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5 GU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 GU 이하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최대 흡광각에서 약 0 내지 40 그레이스케일 단위 사이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은 약리학적 활성 성분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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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는 정상 편광광 하에서 본 종래의 조성물 및 본 발명의 조성물을 도시하는 도면.

도 1b는 입사광에 대한 90°필터링에서의 편광광 하에서 본 종래의 조성물 및 본 발명의 조성물을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제형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2-부분 하드 캔디 정제 몰드의 사진.

도 2b는 몰드로부터 제거되어 있는 정제 제형과 함께 도 2a에 도시된 몰드의 사진.

도 3a는 최대 투과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3b는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제형 및 종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하드 캔디를 비교하는 최대 광 투과각에서 취한 전형적인 사진

이미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4b는 본 발명의 제형 및 종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하드 캔디를 비교하는 최대 광 흡광각에서 취한 전형적인 사진

이미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최대 광 투과각 및 최대 광 흡광각 모두에서의 클로라셉틱 인후용 정제(CHLORASEPTIC throat lozenge)의 

그레이스케일 강도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최대 광 투과각 및 최대 광 흡광각 모두에서의 본 발명의 제품의 그레이스케일 강도 분포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원에 사용될 때, 용어 '제형'은 예를 들면 이하에 정의하는 바와 같은 활성 성분과 같은 특정 성분의 특정의 미리 결

정된 양을 함유하도록 설계된 임의의 고체 물체, 반고체 또는 액체 조성물에 적용된다. 적합한 제형은 경구 투여, 구강

투여, 직장 투여, 국소, 경피, 또는 점막 전달, 또는 피하 이식물, 또는 다른 이식 약물 전달 시스템을 포함하는 약물 전

달 시스템, 또는 미네랄, 비타민 및 다른 식의약품(nutraceutical), 경구 치료제, 향미료(flavorant) 등을 전달하기 위

한 조성물일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형은 고체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액체 또는 반고체 성분을 함유할

수도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형은 인간의 위장관에 약학 활성 성분을 전달하기 위한 경구 투여용 시스템

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형은 약리학적 비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경구 투여용 '플라시보(placebo)' 시스템

이고, 제형은 예를 들면 특정 약리학적 활성 성분의 안전성 및 효능을 시험하기 위해 임상 연구에서 제어 용도로 사용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특정 약리학적 활성 제형과 동일한 외관을 갖도록 설계된다.

본 발명의 제형은 성형되어야 한다.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위한 적합한 활성 성분은, 예를 들면, 약물, 미네랄, 비타민 및 다른 식의약품, 경구 치료제, 향미

료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합한 약물은, 진통제, 소염제, 항관절염제, 마취제, 진해제, 항생제, 항감염제, 항

바이러스제,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당뇨제, 항구토제, 가스 제거제, 항진균제, 진경제, 식욕 억제제, 기관지 확장제, 

심혈관제, 중추 신경계 작용제, 편두통제, 운동병제, 점액 용해제, 근육 이완제, 골다공증제, 폴리디메틸실록산, 호흡

기 작용제, 수면제, 요도 작용제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적합한 경구 치료제는 브레스 프레셔너(breath freshener), 치아 미백제, 항 균제, 치아 광화제, 충치 억제제, 국소 마

취제, 점막 보호제(mucoprotectant) 등을 포함한다.

적합한 향미료는 멘톨, 페퍼민트, 민트 향미료, 초콜렛, 바닐라, 풍선껌 향미료, 커피 향미료, 리큐르(liqueur) 향미료 

및 이들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적합한 위장관 작용제의 예는 탄산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중탄산 나트륨, 탄산 2수

소 나트륨과 같은 제산제; 비사코딜, 카스카라 사그라다, 댄트론, 센나, 페놀프탈렌, 알로에, 피마자유, 리시놀산, 및 

데히드로콜산 및 이들의 혼합물과 같은 흥분 완화제; 파모타딘, 라니티딘, 시메타딘, 니자티딘과 같은 H2 수용체 길항

제; 오메프라졸 또는 란소프라졸과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수크라플라테(sucraflate) 및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위장

관 세포 보호제; 프루칼로프라이드와 같은 위장관 운동 증진제, 클라리트로마이신, 아목시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및 메

트로니다졸과 같은 H. 필로리용 항생제; 디페녹실레이트 및 로퍼아미드와 같은 지사제; 글리코피롤레이트; 온단세트

론과 같은 항구토제, 메사라민과 같은 진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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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비사코딜, 파모타딘, 라니티딘, 시메티딘, 프루칼로프라이드, 디페톡실레이트, 로

퍼아미드, 락타제, 메사라민, 비스무스, 제산제, 및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에스테르, 이성체 및 이들의 혼합물

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진통제, 소염제, 및 해열제; 예를 들면 프로피온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

염제(NSAID):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 나프 록센, 케토프로펜 등; 아세트산 유도체: 예를 들면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

, 술린닥, 톨메틴 등; 페나믹 산(fenamic acid) 유도체: 예를 들면 메파나믹 산, 메클로페나믹 산, 플루페타믹 산 등; 

바이페닐카보딜릭 산 유도체: 예를 들면 디플루니살, 플루페니살 등; 및 옥시캄: 예를 들면 피록시캄, 수독시캄, 이속

시캄, 멜록시캄 등으로부터 선택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프로피오닉 산 유도체 NSAID: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플루르바이프로펜, 펜부펜, 페노프로펜, 인도프로펜, 케토프로펜, 플루프로펜, 피르프로펜, 카

르프로펜, 악사프로진, 프란노프로펜, 수프로펜, 및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유도체, 및 이들의 조합으로부터 선

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틸 살리실릭 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

펜, 플루르바이프로펜, 디클로페낙, 사이클로벤자프린, 멜록시캄, 로페콕시브, 셀레콕시브, 및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

능한 염, 에스테르, 이성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아세트

아미노펜, 아세틸 살릭 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플루르바이프로펜, 디클로페낙, 사이클로벤자프린, 멜

록시캄, 로펙콕시브, 셀레콕시브, 및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에스테르, 이성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제는 슈도에페드린, 페닐프로파놀아민, 클로르페니라민, 엑스트로메토르판, 디페닐

히드라민, 독실아민, 아스테미졸, 테르페나딘, 펙소페나딘, 로라타딘, 데스로라타딘, 세트리진, 이들의 혼합물 및 약리

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에스테르, 이성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 다.

적합한 폴리디메틸실록산의 예는, 미국 특허 제4,906,478호 및 제6,103,260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디메티콘 및 시메

티콘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원에 사용될 때, 용어 '시메티콘'은 시메티콘 디메티콘을 포함하는 

폴리디메틸실록산의 광범위한 분류를 칭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활성 성분 또는 성분들은, 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 즉시 결정될 수 있는 경구 투여시에 소정의 치료 반응을 

생성하는 양인 치료적으로 유효한 양으로 제형에 존재한다. 특정 활성 성분이 투여되는 이러한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활성 성분의 생체 이용 가능 특성, 투여 요법, 환자의 연령 및 체중, 및 다른 인

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제형은 적어도 약 85 중량%의 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코어는 적어도 약 85 중량 %의 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활성 성분 또는 성분들은 임의의 형태로 제형 내에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활성 성분은 제형 내에, 예를 들면 

용융 또는 용해된 분자 레벨로 분산될 수도 있고, 또는 입자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코팅되거나 코팅되

지 않을 수도 있다. 활성 성분이 입자의 형태인 경우, 입자(코팅 또는 미코팅)는 통상적으로 약 1 내지 2000 미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다. 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입자는 약 1 내지 300 미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결

정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입자는 약 50 내지 2000 미크론,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1000 미크론, 가장 바

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800 미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미립 또는 펠릿이다.

활성 성분이 불쾌한 맛을 갖는 경우, 제형은 삼키기 전에 입에서 씹히거나 분해되도록 의도되고, 활성 성분은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미각 은폐 코팅으로 코팅될 수도 있다. 적합한 미각 은폐 코팅의 예는 미국 특허 제 4,851,2

26호, 제5,075,114호 및 제 5,489,436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미각 은폐 활성 성분이 또한 이

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에틸셀룰로오스에 의해 캡슐화된 아세트아미노펜 입자 또는 코아세르베이션(coaccervati

on) 프로세스에 의한 다른 폴리머가 본 발명에 사용될 수도 있다. 코아세르베이션 캡슐화된 아세트아미노펜은 유랜드

아메리카, 인크.(미국 오하이오주 반달리아 소재) 또는 시르카 인크.(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톤 소재)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또한 예를 들면, 보존제, 아스파르탐, 아세설팜 칼륨, 시클라메이트, 사카린, 수크라로스 등과 같은 

고강도 감미료; 및 디하이드로알콘, 글리시리히진, 모넬린 TM , 스테비오시드, 탈린 TM 등과 같은 다른 감미료, 향미

료, 산화 방지제, 계면 활성제 및 착색제를 포함하는 약리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보조제를 구비할 수도 있다.

활성 성분의 변형 방출이 요구되는 소정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은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방출 변형 코팅으

로 선택적으로 코팅될 수도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변형 방출 활성 성분이 또한 이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아세르베이션 프로세스에 의해 해제 변형 폴리머로 캡슐화된 아세트아미노펜 입 자가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사용될 수도 있다.

활성 성분 또는 성분들은 물, 위산, 장 유체 등과 같은 유체와 접촉할 때 용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활성 성분의 용해 특성은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정제의 즉각적인 방출을 위한 USP 규정에 부합한다. 활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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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동물의 체 순환 내로 흡수되도록 요구되는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 또는 성분들은 물, 위산, 장 유체 등과 접촉할 

때 용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의 용해 특성은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정제의 즉각적인 방

출을 위한 USP 규정에 부합한다.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정제에 대해서, USP 24는, pH 5.8 인산염 버퍼에서, U

SP 장치 2(패들)를 50rpm에서 사용하여, 제형 내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의 적어도 80%가 투여 후에 30분 이내에 

그로부터 방출되고, 이부프로펜 정제에 대해서는, USP 24는 pH 7.2 인산염 버퍼에서, USP 장치 2(패들)를 50rpm에

서 사용하여, 제형 내에 함유된 이부프로펜의 적어도 80%가 투여 후에 60분 이내에 그로부터 방출되는 것을 규정하

고 있다. USP 24, 2000 버전, 19-20 및 856(1999)을 참조하라. 다른 실시예에서, 활성 성분의 용해 특성은 예를 들

면, 제어되고, 현탁되고, 확장되고, 지체되고, 연장되고, 지연되는 등과 같이 변형된다.

본원에 사용될 때, 용어 '당제 조성물'은 스위트 성분을 포함하는 식용 제품을 의미한다. 당제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슈

가, 시럽, 또는 꿀로 제조된 의학적 조제물, 및 캔디 또는 패스튜리와 같은 스위트 음식을 포함한다. 적합한 당제 조성

물은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하드 캔디[예를 들면, 비정질 슈가 글래스, 토피, 퍼지, 퐁당, 젤리, 거미(gummi),

파스테일(pasteil), 카라멜, 태피, 누가 및 츄잉껌)와 같은 '슈가 당제물' 뿐만 아니라 초콜렛(예를 들면, 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세미 스위트 초콜렛을 포함)과 같은 '지방 기반 당제물', 및 예를 들면 초콜렛 화합물 코팅, 예를 들면 화

이트 초콜렛 등과 같은 파스텔 화합물 코팅을 포함하는 코팅을 포함한다.

적합한 스위트 성분은 수크로스, 글루코스(덱스트로스), 프룩토스와 같은 슈가; 소르비톨, 만니톨, 에리스리톨, 자일

리톨, 말티톨 등과 같은 슈가 알코올; 및 아스파르탐, 아세설팜 칼륨, 시클라메이트 사카린, 수크라로스 등과 같은 고

강도 감미료; 및 디하이드로알콘, 글리시리히진, 모넬린 TM , 스테비오시드, 탈린 TM 등과 같은 다른 감미료를 포함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세미 스위트 초콜렛을 포함하는 초콜렛과 같은 지방 기반

당제 조성물; 예를 들면 초콜렛 화합물 코팅, 예를 들면 화이트 초콜렛과 같은 파스텔 화합물 코팅을 포함하는 코팅으

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지방 기반 당제 조성물은 통상적으로 약 25 내지 80℃, 예를 들면 약 2

5 내지 약 40℃, 또는 약 34 내지 37℃, 또는 약 40 내지 80℃의 온도에서 용융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적합한 저용융 

재료를 포함한다. 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은 조성물의 용융점이 다양한 지방 성분의 융해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

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해도(SFI)는 상이한 온도에서의 혼합물 내의 액체 지방의 비율에 관한 지방 혼합

물을 특징화하는 방법이다. IUPAC 방법 2.141 '지방의 비대의 결정'은 이 융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

명한다.

당제 조성물이 25 내지 40℃ 사이에서 용융되기 시작하는 실시예엣, 적합한 저용융 재료는 라우르 산 및 비라우르 코

코아 버터 치환물, 코코넛 및 팜 커널 오일 및 이들의 유도체와 같은 라우르(짧은 체인 지방산) 지방 과 같은 트리글리

세라이드; 코코아 버터, 팜유, 대두유, 면실유 및 이들의 유도체와 같은 비라우르(긴 체인 지방산) 지방; 코코아 버터 

등가물,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포스포리피드;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수용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한 실시예

에서, 저용융 재료는 팜 커널 오일 및 코코넛 오일로부터 선택된 분류된 라우르 지방이다.

조성물이 40 내지 80℃ 사이에서 용융되기 시작하는 실시예에서, 적합한 저용융 재료는 카누바 왁스, 스퍼마세티 왁

스, 밀납, 칸데릴라 왁스, 셀락 왁스, 미세결정질 왁스, 및 파라핀 왁스와 같은 왁스;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산화물 및 유도체, 및 수크로스 에스테르와 같은 수용성 폴리머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퐁당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결정의 적어도 약 90%가 약 2 

내지 약 15 미크론의 평균 크기를 갖는 결정질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통상적으로 약 15%, 예를 들면 약 10 내지 약 1

2%의 수분 함량을 갖는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당제 조성물은 지방, 비정질 슈가 글래스 및 퐁당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제형은 성형에 적합한 임의의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제형은 절두 원추 형상일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 은 입방체, 피라미드, 프리즘 등과 같은 다면체로서 성형될 수도 있고, 또는 원추, 

실린더, 구, 원환체 등과 같은 소정의 비평탄면을 갖는 공간 형상의 기하학적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형상은 이하와 같은 '엘리자베스 캄파니스 정제 디자인 훈련 매뉴얼'(엘리자베스 카바이드 다이 캄파니, 인

크., 페이지 7(맥키스포트, Pa.)(본원에 참조로서 합체됨)에 설명된 압축 공구 세공 형상으로부터 형성된 정제 형상을 

포함한다(정제 형상은 압축 공구 세공의 형상에 역대응함).

1. 얕은 오목형.

2. 표준 오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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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깊은 오목형.

4. 더 깊은 오목형.

5. 변형 볼 오목형.

6. 표준 오목 양분형.

7. 표준 오목 2중 양분형.

8. 표준 오목 유럽형 양분형.

9. 표준 오목 부분 양분형.

10. 2중 반경.

11. 경사 및 오목형.

12. 평탄 평면형.

13. 평탄면 경사 에지(F.F.B.E.).

14. F.F.B.E. 양분형.

15. F.F.B.E. 2중 양분형.

16. 링형.

17. 딤플형.

18. 타원형.

19. 계란형.

20. 캡슐형.

21. 직사각형.

22. 정사각형.

23. 삼각형.

24. 6각형.

25. 5각형.

26. 8각형.

27. 다이아몬드형.

28. 화살촉형.

29. 총알형.

30. 배럴형.

31. 반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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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패형.

33. 하트형.

34. 아몬드형.

35. 하우스/홈 플레이트형.

36. 평행사변형.

37. 사다리꼴.

38. 숫자 8/바벨형.

39. 나비 넥타이형.

40. 불균일 삼각형.

제형 표면은 실질적으로 평활할 수도 있다, 즉 폭, 깊이, 또는 높이에 있어서 약 20 미크론 미만 정도의 미시적 레벨의

오목부 또는 돌출부를 가질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제형 표면은 질감 형성될 수도 있다, 즉 폭, 깊이, 또는 높이에 있어

서 약 20 미크론 초과의, 예를 들면 약 50 미크론 초과 또는 약 100 미크론 초과, 말하자면 약 1000 미크론 초과의 오

목부 또는 돌출부를 갖는다. 오목부 또는 돌출부는 폭, 깊이, 또는 높이에 있어서 최대 약 30,000 미크론, 예를 들면 

약 2,000 미크론일 수도 있다. 제형 표면이 질감 형성된 실시예에서, 제형의 외부면은 양각된(융기된) 또는 음각된(압

입된) 디자인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코어의 외부면은 오목부, 음각부, 문자, 부호 또는 그래픽 또는 로고와 

같은 패턴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는 

0.5% 미만이다. 본원에 사용될 때,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이하와 같이 결정될 수도 있다: 30개의 개별 제형

의 중량이 분석 저울을 사용하여 거의 0.1mg으로 결정된다. 각각의 샘플의 30개의 개별 중량으로부터, 본원의 예 5에

설명된 바와 같이 평균의 샘플 표준 편차, 및 상대 표준 편차(% RSD)가 계산된다. 상대 표준 편차는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평균의 백분율로서 표현된 표준 편차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

는 0.5% 미만이고, 당제 조성물은 젤라틴 기반 조성물 또는 겔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

는 0.5% 미만이고,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글래스 슈가 성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

는 0.5% 미만이고, 제형의 모든 면은 약 200 내지 300 GU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될 때, '표면 광택도'

는 본원에 예 4에서 설명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반사광의 측정 치수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하나 이상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는 

0.5% 미만이고,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20 GU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5 GU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 GU 이하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

는 0.5% 미만이고,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 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

과율을 갖는다.

본원에 사용될 때, '평균 편광광 투과율'은 본원의 예 6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측정된다. 요약하면, 평균 편광광 투과

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광원, 이에 이어지는 제1 편광 필터, 이에 이어지는 

샘플, 이에 이어지는 제2 편광 필터, 이에 이어지는 검출기로 구성된다.

본원에 사용될 때, '최대 투과각'은 최대 광량이 샘플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편광기의 상대 위치이다. 이는 제1 및 제

2 편광기 사이의 대략 0도의 각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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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사용될 때, '최대 흡광각'은 최소 광량이 샘플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편광기의 상대 위치이다. 이는 대랴 90

도, 플러스 마이너스 약 20도의 제1 및 제2 편광기 사이의 각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대 흡광각은, 제1 및 제2 편

광기 사이의 약 75도의 최대 흡광각에 대응하는 100% 포도당 용액에 대해 약 -15도인 평균을 갖고 상이한 슈가 함유

조성물이 양을 변경시킴으로써 편광의 평면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샘플의 조성물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편광광 투과율은 검출된 이미지의 256 그레이스케일 값을 가로질러 투과광의 강도를 플로팅함으로써 측정된다. 평균

편광광 투과율은 피크 투과 강도의 영역의 중간점에서의 그레이스케일 값으로서 정의된다. 최대 투과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과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사이의 차이는 본원에서 '상대 균질성 지수'로서 칭한다. 스

트레인 라인 및 기포를 갖지 않는 샘플은 높은 상대 균 질성 지수를 가질 수 있고, 스트레인 라인 및 기포를 함유하는 

샘플은 낮은 상대 균질성 지수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 바람직하게

는 0.5% 미만이고,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

과율을 갖고, 제형은 최대 흡광각에서 약 0 내지 40 그레이스케일 단위 사이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

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

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가지며,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0% 미만, 바람직하게는 0.5%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5% 미만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

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가지며, 당제 조성물은 젤라틴 기반 또는 

겔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

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 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가지며,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글래

스 성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두 개 이상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

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가지며, 제형의 모든 면은 약 200 내지 300 

GU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두 개 이상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

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가지며,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

도의 차이는 약 20 GU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5 GU,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 GU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제형은, 예를 들면 비정질 슈가 글래스와 같은 하드 캔디일 수도 있는 당제 조성물을 포함한다. 이

러한 실시예에서,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서의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

율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단일의 물체, 즉 예를 들면 하나의 하드 캔디와 유사한 단일의 분할되지 않은 물품

또는 제품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그 표면에 임의의 접합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은 0.5 내지 5.0 미크론의 직경을 갖는 기 공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갖지 않는'이라는 것은 제형이, 0.5 내지 5.0 미크론의 기공 직경 범위에서, 약 0.02cc/g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0.01c

c/g,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0.005cc/g이 기공 체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의 압축 재료는 이 기공 직경 범위

에서 약 0.02cc/g 보다 큰 기공 체적을 갖는다.

기공 체적 측정은 퀀타크롬 인스트루먼츠 포어마스터 60(Quantachrome Instruments PoreMaster 60) 수은 관입형

기공 측정기 및 '포로윈(Porowin)'으로서 공지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포

어마스터는, 샘플 셀(침입도계) 내의 샘플의 소개(evacuation)를 수반하여, 수은으로 샘플을 둘러싸도록 수은으로 셀

을 충전하고, (i) 압축 공기[최대 0.344MPa(50psi)], 및 (ii) 유압(오일) 압력 발생기[최대 413.7MPa(60000psi)]에 

의해 샘플 셀에 압력을 인가하는 비습윤 액체(수은)의 강제 관입에 의해 고체 또는 분말의 기공 체적 및 기공 직경 모

두를 결정한다. 관입된 체적은 인가된 압력 하에서 수은이 샘플의 외부로부터 그의 기공 내로 이동함에 따른 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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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스의 변화에 의해 측정된다. 관입이 수행되는 대응 기공 크기 직경(d)은 소위 '워시번 식(Washburn Equation)': d=

-(4 (cosθ))/P로부터 직접 계산되고, 여기서 는 액체 수은의 표면 장력, θ는 수은과 샘플 표면 사이의 접촉각,

P는 인가된 압력이다.

기공 체적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비:

1. 퀀타크롬 인스트루먼츠 포어마스터 60.

2. 0.0001g까지 중량 측정이 가능한 분석 저울.

3. 건조기.

측정을 위해 사용된 시약:

1. 고순도 질소.

2. 3중 증류 수은.

3. 고압 유체[쉘 케미칼 캄파니로부터 이용 가능한 딜라 Ax(Dila Ax)].

4. 액체 질소(Hg 증기 냉각 트랩용).

5. 샘플 셀 세척용 이소프로파놀 또는 메탄올.

6. 셀 세척용 액체 세제.

절차:

샘플은 밀봉 패키지 내에 유지되거나 분석될 때까지 건조기 내에 수용된다. 진공 펌프가 스위치 온되고, 수은 진공 냉

각 트랩이 액체 질소로 충전되고, 압축 가스 공급이 0.38MPa(55psi)로 조절되고, 설비가 턴온되어 적어도 30분의 워

밍업 시간을 허용한다. 비어 있는 침입도계 셀이 설비 매뉴얼에 설명된 바와 같이 조립되어 그 중량이 기록된다. 셀은 

저압 스테이션에서 설치되고 분석 메뉴로부터 '소개 및 충전 전용'이 선택되고, 이하의 설정이 이용된다:

미세 소개 시간: 1분

미세 소개율: 10

대강 소개 시간: 5분

다음, 셀(수은으로 충전됨)은 제거되어 중량 측정된다. 다음, 셀은 수은 저장조 내로 비워지고, 각각의 샘플로부터 두 

개의 정제가 셀 내에 배치되어 셀이 재조립된다. 다음, 셀 및 샘플의 중량이 기록된다. 다음, 셀은 저압 스테이션 내에 

설치되고, 저압 옵션이 메뉴로부터 선택되어, 이하의 파라미터가 설정된다:

모드: 저압

미세 소개율: 10

미세 소개 종료: 200μ Hg

대강 소개 시간: 10분

충전 압력: 접촉 +0.1

최대 압력: 50

방향: 관입 및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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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0

수은 접촉각: 140

수은 표면 장력: 480

다음, 데이터 획득이 개시된다. 압력 대 누적 체적-관입 플롯이 스크린 상에 표시된다. 저압 분석이 완료된 후, 셀이 

저압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되어 중량 재측정된다. 수은 상부의 공간은 유압 오일로 충전되고, 셀은 재조립되어 고압

캐비티 내에 설치된다. 이하의 설정이 사용된다:

모드: 고정 속도

모터 속도: 0

개시 압력: 20

종료 압력: 60000

방향: 관입 및 압출

반복: 0

오일 충전 길이: 5

수은 접촉각: 140

수은 표면 장력: 480

다음, 데이터 획득이 개시되고 그래픽 플롯 압력 대 관입 체적이 스크린 상에 표시된다. 고압 실행이 완료된 후, 동일 

샘플의 저압 및 고압 데이터 파일이 병합된다.

종래 기술과 본 발명 사이의 차이점은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여 더욱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a에서, 조성물 1

은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 플래인스 소재의 워너-램버트 캄파니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홀스(Halls) 하드 캔디

조성물이고, 조성물 2는 당제 조성물이 비정질 슈가 글래스인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이다.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상 편광광 하에서 볼 때, 조성물 1 및 2 사이에는 구별 가능한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

사광에 대한 90°필터링에서의 편광광 하에서 볼 때, 조성물 1은 조성물의 글래스부에서의 잔류 스트레인에 기인하

여 복굴절(즉, 굴절광)을 나타내고, 반면 조성물 2는 잔류 스트레인 없이 바람직하게 균일한 것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제형은 성형에 의해 제조된다. 다수의 성형법이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지만,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966,450호, 페이지 57 내지 63에 개시된 바와 같은 열 경화 성형 방법 및 장치 또는 그 개시 내용이 본원에 참

조로서 합체되어 있는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966,497호, 페이지 27 내지 51에 개시된 열 사이클 성형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여 제형이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 경화 성형 방법에서, 제형용 성분을 포함하는 개시 재료가 성형 챔버 내로 주입되어 소정 형상으로 성형된다. 개시

재료는 활성 성분 및 당제 성분에 부가하여, 열 경화 재료의 용융점보다 높지만 활성 성분의 분해 온도보다 낮은 온도

의 열 경화 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시 재료는 성형 챔버 내에서 성형 펠릿(즉, 몰드의 형상을 가짐)으로 

냉각 및 고화된다.

상기 방법에 따르면, 개시 재료는 유동성 형태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는 폴리머 매트릭스와 같은 용융 매트릭스 

내에 현탁된 고체 입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개시 재료는 완전 용융되거나 페이스트의 형태일 수도 있다. 개시 재료는 

용융 재료 내에 용해된 활성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개시 재료는 용제 내에 고체를 용해함으로써 제조

될 수도 있고, 다음 용제는 성형된 후에 개시 재료로부터 증발된다.

열 경화 재료는 약 37 내지 약 250℃ 사이의 온도에서 유동성이고 약 -10℃ 내지 약 35℃ 사이의 온도에서 고체 또

는 반고체인 임의의 식용 재료일 수도 있다. 소정 실시예에서, 열 경화 재료는 동일 재료의 몇몇이 당제 조성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용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당제 조성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열 경화

재료는 폴리알킬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및 유도체, 및 자당 에스테르와 같은 수용성 폴리머; 코코아 버터, 팜

커널 오일, 면실유, 해바라기유, 및 대두유와 같은 수소화 야채 오일; 자유 지방산 및 이들의 염; 모노-, 디- 및 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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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리드, 포스폴리피즈; 카누바 왁스, 스퍼마세티 왁스, 밀납, 칸데릴라 왁스, 셀락 왁스, 미세결정질 왁스, 및 파라핀

왁스와 같은 왁스; 초콜렛과 같은 지방 함유 혼합물, 비정질 글래스의 형태의 슈가, 과포화 용액 내의 슈가; 젤라틴의 

혼합물과 같은 저수분 폴리머 및 점착성 당분 형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최대 약 30%의 물 함량에서의 

다른 하이드로콜로이드를 포함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열 경화 재료는 지방 및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의 

혼합물이다.

미국 특허 출원 제09/966,497호의 열 사이클 성형 방법 및 장치에서, 상기 특허 출원의 도 3에 도시된 일반적인 형태

를 갖는 열 사이클 성형 모듈이 이용된다. 열 사이클 성형 모듈(200)은, 그 주위에 복수의 몰드 유닛(204)이 배치되어

있는 로터(202)를 포함한다. 열 사이클 성형 모듈은 코어를 형성하도록 유동성 재료를 보유하기 위한 저장조(206)(도

4 참조)를 구비한다. 게다가, 열 사이클 성형 모듈은 몰드 유닛을 급속 가열 및 냉각하기 위한 온도 제어 시스템을 구

비한다. '497 출원의 도 55 및 도 56은 온도 제어 시스템(600)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에서, 몰드 유닛은 미국 특허 출원 제09/966,497호의 도 26C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제형의 소정 형상을 갖

는 몰드 캐비티를 형성하도록 정합되는 중심 몰드 조립체(212) 및 상부 몰드 조립체(214)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로터(202)가 회전할 때, 대향하는 중심 및 상부 몰드 조립체가 폐쇄된다. 저장조(206) 내에서 유동성 상태로 가열

된, 제형의 성분을 포함하는 유동성 재료는 최종 몰드 캐비티 내로 주입된다. 다음, 유동성 재료의 온도가 감소되어, 

유동성 재료를 제형으로 경화시킨다. 몰드 조립체는 개방되어 제형을 배출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형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2-부분 하드 캔디 정제의 사진이다. 도 2a의 몰드는 제1 몰

드부(2) 및 제2 몰드부(4)로 구성된 2-부분 알루미늄 몰드이다. 몰드부(2, 4)는 경면 마무리를 위해 연마되어 있는 캐

비티를 형성하는 각각의 캐비티부(6, 8)를 갖는다. 몰드부(2, 4)는 또한 몰드 내로 유동성 재료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 

포트를 형성하는 각각의 주입 포트부(12, 14), 뿐만 아니라 공기를 배기하기 위한 배기 포트부(16, 18)를 갖는다. 도 

2b는 몰드로부터 제거되어 있는 정제 제형(10)과 함께 도 2a에 도시된 몰드의 사진이다.

본 발명은 이하의 예에 의해 더욱 설명할 것이지만, 이는 임의의 방식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 1: 성형된 하드 캔디 제형

성형된 하드 캔디 정제의 배치가 이하의 방식으로 준비된다:

하드 캔디 사전 조리 제제(Pre-cook Formulation) :

이하의 성분이 제제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

성분 % mb/탭(tab) gms/배치(batch)

콘 시럽(42DE) 45.35 107.06 498.85

슈가(건조 미립) 45.35 107.06 498.85

정화수 USP 9.05 33.93 99.60

FD amp; C 레드 #40 0.05 0.20 0.50

향미료 0.20 0.75 2.20

계 100.00 375.00 1100.0

콘 시럽은 용기 중량 측정형 손잡이 없는 2-quart 소스팬(tared non-stick 2-quart saucepan)으로 중량 측정된다. 

다음, 정화수가 동일한 팬에 첨가되고 혼합물은 균질해질 때까지 교반하면서 저온 가열된다. 희석된 콘 시럽에, 건성 

과립 슈가가 첨가되어 습윤 슬러리를 형성하도록 교반된다.

조리 단계 :

슈가, 물, 콘 시럽 혼합물은 혼합물이 투명해지고 비등하기 시작할 때까지 부드럽게 교반하면서 고온으로 가스 점화형

스토브에서 급속히 가열된다. 가열은, 열이 중간 화염으로 감소되는 지점인 120℃에 혼합물이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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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열은 색상이 배치에 첨가되어 균일하게 분포될 때까지 교반되는 지점인 140℃까지 중간 화염에서 지속된다. 온

도가 145℃에 도달하면, 배치가 스토브로부터 제거되고 향미료가 배치 내에 혼합된다. 그 후, 배치는 기포가 소산되

도록 혼합하지 않고 서서히 냉각된다.

성형 단계 :

수시의 가열에 의해 배치를 유체 상태로 유지하는 동안, 용융 캔디 베이스가 수나사(도 2a 및 도 2b에 도시한 바와 같

은)에 의해 함께 유지되어 있는 2-부분 금속 몰드 내로 주입된다.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몰드는 주입 포트 및 과잉 캔

디 덩어리를 몰드로부터 배출하는 배기 포트를 갖는다. 소정의 정제편의 형상의 충전 캐비티는 매끄러운 광택 표면을

갖는 성형 제형을 제공하도록 연마된다. 절단형 팁을 갖는 10cc 플라스틱 주사기인 주입 장치가, 조리된 배치로부터 

캔디 베이스를 이송하고 성형 장치의 주입 포트 내로 캔디 베이스를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 일단 충전되면, 몰드는 개

방 전에 약 2분 동안 실온에서 냉각된다. 개방시에, 성형 제형 및 임의의 과잉 하드 캔디 웨브가 충전부로부터 제거되

고 배기구가 스냅식으로 폐쇄된다.

예 2: 하드 캔디 정제

본 발명에 따른 제형은, 하드 캔디 사전 조리 제제가 이하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예 1에서 설명한 절차를 따라 제조

된다:

[표 2]

성분 % mb/탭(tab) gms/배치(batch)

콘 시럽(42DE) 44.99 107.06 498.85

슈가(건조 미립) 44.99 107.06 498.85

정화수 USP 8.98 33.93 99.60

FD amp; C 레드 #40 0.05 0.20 0.50

향미료 0.20 0.75 2.20

벤지다민 0.79 3.00 8.80

계 100.00 378.00 1108.8

여기서, 활성 성분인 벤지다민은 배치가 스토브로부터 제거된 후에 향미료와 함께 첨가된다.

예 3: 하드 캔디 멘톨 정제 제형

본 발명에 따른 하드 캔디 멘톨 제형의 상업적 스케일 배치는 이하에 설명된 열 사이클 몰딩 및 제제를 사용하여 제조

된다:

하드 캔디 사전 조리 제제 :

활성 성분으로서의 멘톨을 포함하는 이하의 성분이 제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된다:

[표 3]

성분 공급자 백분율 mg/tab 이론적 kg/배치

수크로스(건조 미립)
플로리다 크리스탈스,

플로리다주
46.91 1407.3 234.6

콘 시럽 42 DE
아쳐 다니엘 미드랜드,

캘리포니아
38.44 1153.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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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톨 에이1 멘톨 센튜리 인터내셔널, 캘리포니아 0.40* 12.0* 2.00*

정화수 14.0 420.0 70.0

향미료 0.20 6.00 1.00

색상 0.05 1.5 0.25

계 100.0 3000 500.0

* 처리 중에 손실을 위한 17% 과잉 공급을 포함한다.

사전 조리 제제로부터의 수크로스, 콘 시럽 및 물은 배치법에 의해 진공 조 리된다. 다른 적합한 방법은 반연속적 및 

연속적인 진공 조리를 포함한다. 당제 진공 조리기는 APV 베이커(영국 피터보로 소재), 클뢰크너-한셀 게엠베하(미

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코럴 소재), 및 호소카와 테르 브라악 비.브이.(네덜란드 로테르담 소재)에 의해 제조된다.

슈가 및 물이 진공 조리기의 시럽 조립팬에 첨가되어 슈가 결정을 완전히 용해시키도록 약 110℃로 가열된다. 그 후, 

콘 시럽이 첨가되고 혼합물이 약 138℃로 조리된 후 진공(620mm) 하에서 하부 팬에 배출된다. 하부 팬에서, 색상, 향

미료, 및 멘톨이 첨가되어 배치 내로 혼합된다.

아직 유체 상태인 동안, 조리된 하드 캔디 배치는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 09/966,497호의 도 4에 도면 부호 20

6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가열 공급 탱크 또는 저장조로 이송된다. 조리된 하드 캔디 배치는 약 120℃에서 교반 없이 

저장조 내에 유지된다. 저장조(206)는 덮여지고 이하와 같이 유체 하드 캔디 덩어리를 열 사이클 성형 모듈로 유동시

키기 위해 약 1.03MPa(150psi) 또는 충분한 압력으로 가압된다.

다음, 제형은 계류 중인 미국 특허 출원 제09/966,497호의 도 26A에 도시된 특정 형태를 갖는 열 사이클 성형 모듈 

내에서 제조된다. 열 사이클 성형 모듈은 하드 캔디의 형상을 갖는 몰드 캐비티를 형성하도록 정합되는, 도 26C에 도

시된 바와 같은 중심 몰드 조립체(212) 및 상부 몰드 조립체(214)를 포함한다. 로터(202)가 회전함에 따라, 대향하는 

중심 및 상부 몰드 조립체가 폐쇄된다. 유체의 조리된 하드 캔디 배치는 최종 몰드 캐비티 내로 주입된다.

몰드 조립체는 약 120℃ 내지 약 90℃ 사이에서 열적으로 순환되고 사이클이 고온 범위에 있을 때 고온의 조리된 하

드 캔디 배치 재료를 수용한다. 고온 재료가 몰드 캐비티를 충전함에 따라, 몰드 온도는 저온 범위(즉, 60 내지 90℃)

로 순환하고 그 자중 하에서 더 이상 유동하지 않는 충분한 고체 상태인 온도로 재료를 냉각한다. 일단 굳어지면(즉, 1

내지 60초), 몰드 조립체가 개방되고 성형된 제형이 열 사이클 성형 모듈로부터 배출되어 냉각 및 완전하게 경화되도

록 이송된다.

일단 실온(22℃)으로 냉각되면, 성형된 하드 캔디 정제 제형의 배치는 포장 라인으로 대량으로 이송될 준비가 된다.

예 4: 표면 광택도 비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성형된 정제가 트리코 시스템스 인크(TriCor Systems Inc.)(미국 일로니이주 엘진 소재)에 

의해 상표명 '트리코 모델 805A/806H 표면 분석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이하에 변형

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원에 참조에 의해 합체된 '트리코 시스템스 WGLOSS 3.4 모델 805A/806H 표면 분석 시스템 

참조 매뉴얼'(1996)에 개시된 절차를 따라 표면 광택을 위해 시험되었다.

이 도구는 CCD 카메라 검출기를 사용하고, 편평한 확산 광원을 이용하고, 참조 표준과 정제 샘플을 비교하고, 60도 

입사각에서 평균 광택도 값을 결정한다. 작동 중에, 도구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더 밝은 픽셀의 발생은 

소정 위치에서 더 큰 광택의 존재를 지시한다.

도구는 또한 광택도를 측량하는 그룹화 방법을 이용하는, 즉 평균화 목적을 위해 유사한 광도를 갖는 픽셀이 함께 그

룹화된 소프트웨어를 구비한다.

'백분율 풀 스케일' 또는 '백분율 이상화' 설정(또한 '백분율 샘플 그룹' 설정이라 칭함)이, 해당 그룹 내의 하나의 그룹

으로서 고려되고 평균화될 수 있는 임계값 이상의 가장 밝은 픽셀의 부분을 나타내도록 사용자에 의해 특정화된다. 

본원에 사용될 때, '임계값'은 평균 광택도 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최대 광택도 값으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샘플의 배경, 또는 비광택 영역이 평균 광택도 값 계산으로부터 배제된다. 본원에 참조에 의해 합체되어 있고 2002년

3월 18일에 www.colorcon.com에서 이용 가능한 케이. 페글리(K. Fegley) 및 씨. 베시(C. Vessy), '고광택도 필름 

코팅 시스템의 인식에 대한 제형 형상의 영향'에 개시된 방법이 상이한 제형 형상으로부터 초래하는 영향을 최소화하



공개특허 10-2004-0037207

- 16 -

는 데 사용되고, 산업 분야를 가로질러 비교 가능한 미터법을 보고하였다(50% 샘플 그룹 설정이 정제 표면 거칠기 측

정으로부터의 유추 데이터를 최대 근사하는 설정으로서 선택됨).

보정 기준 플레이트(190-228; 294도 표준; 마스크 없음, 회전 0, 깊이 0)를 사용하여 도구를 초기 보정한 후, 표준 표

면 광택도 측정이 상표명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 겔캡스(EXTRA STRENGTH TYLENOL GELGAPS'로 맥닐 

피피씨, 인크.로부터 이용 가능한 겔 코팅 정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다음, 25mm 풀 뷰 마스크(full view mask)(1

90-280)를 이용하고 이하의 설정을 도구에 구성하면서, 이러한 겔 코팅 정제의 112개의 샘플에 대한 평균 광택도 값

이 결정되었다.

회전: 0

깊이: 6.35mm(0.25in)

광택도 임계값: 95

% 풀 스케일(% 이상화): 50%

굴절율: 1.57

참조 표준에 대한 평균 표면 광택도 값은 269로 결정된다.

각각의 샘플 성형 정제의 각각의 면은 동일한 절차를 따라 개별적으로 시험된다. 적층된 샘플에 대해, '자유 형성' 면

은 '면 1'로서 나타낸다. 대향면은 '면 2'로서 나타낸다. 31×31 픽셀 영역(약 3.1mm×3.1mm, 또는 9.61mm 2 의 샘

플 상의 영역에 대응)이 기포로부터의 분포를 최소화도록 선택된다. 미국 뉴저지 모리스 플래인스 소재의 워너-램버

트 캄파니로부터 이용 가능한 홀스 플러스(HALLS PLUS) 정제가 종래의 유니플라스팅 프로세스(uniplasting proces

s)에 의해 제조된 정제의 예로서 선택된다(샘플 A). 미국 뉴저지주 글렌 록 소재의 제이. 비. 윌리엄스 캄파니(J.B. Wil

lams. Co.)로부터 이용 가능한 세파콜(Cepacol) 인후염 정제 미국 팬실배니아주 허쉬 소재의 허쉬 푸즈 코포레이

션(Hershey Foods Corp.)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졸리 랜처 하드 캔디(JOLLY RANCHER HARD CANDY)가 종래의 

적층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의 예로서 선택된다(각각, 샘플 B 및 C). 예 1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사출 성형 정제는 샘

플 D로서 나타낸다. 얻어진 결과는 이하와 같다:

[표 4]

샘플 제조 방법
광택도-

면 1

광택도-

면 2

광택도-

차이(GU)

A(홀 플러스 )
유니플라스트 TM

펀치 성형
225 210 15

B(세파콜 ) 적층 282 261 21

C(졸리 랜처 ) 적층 296 256 40

D(예 1) 사출 성형 291 297 6

결과는 본 발명에 따른 정제형 제형이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작은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지시한다. 대조적

으로, 적층에 의해 성형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제들은 그의 성형면 상의 표면 광택도보다 적어도 약 21 GU 더 

높은 자유 형성면 상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다. 유니플라스트 펀치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는 또한 적층에 의해 준비된 

것보다 그의 두 개의 주요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가 더 적음을 나타낸다.

예 5: 비교 제품의 중량 편차

종래의 당제 처리법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당제 제형의 피스 중량의 편차가 이하의 방법으로 

측정된다. 각각의 제형의 30개의 개별 피스의 중량이 분석 저울을 사용하여 거의 0.1mg으로 결정된다. 각각의 샘플

에 대한 30개의 개별 피스 중량으로부터, 평균의 샘플 표준 편차, 및 상대 표준 편차(%RSD)가 계산된다. 상대 표준 

편차는 당 기술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평균의 백분율로서 표현된다는 것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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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품 공급자
평균 피스 중량

(g)

피스 중량의

표준 편차(g)

피스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

(g)

졸리 랜처 

하드 캔디
허쉬 푸즈 코포레이션, 허쉬, 팬실배니아 5.9108 0.1972 3.34

투씨 롤 
투씨 롤 인더스트리스, 인크.

시카고, 일리노이
6.5572 0.1248 1.90

허쉬 

키세스 
허쉬 푸즈 코포레이션, 허쉬, 팬실배니아 4.6323 0.1523 3.29

홀스 기침

억제 드롭

워너-램버트 캄파니, 모리스 플래인스, 뉴저

지
3.7859 0.0652 1.72

워더 

오리지널 하드 캔디

스톡-USA 엘.피.

시카고, 일리노이
5.1829 0.1294 2.50

크래프트 

카라멜

나비스코 인크.

이스트 하노버,

뉴저지

7.9660 0.3844 4.83

예 6: 하드 캔디 글래스의 스트레인의 시각화 및 정량화

하드 캔디 글래스의 샘플이 캔디 글래스의 상대 스트레인을 정량화하도록 평면 편광광 하에서 조망되고 촬영된다. 샘

플 A는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 플래인스 소재의 워너-램버트 캄파니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홀스 플러스 

정제이다. 샘플 B는 본원의 예 1에 따라 제조된 사출 성형 정제이다. 샘플 C는 미국 플로리다주 보니타 스프링스 소

재의 프레스티지 브랜즈 인터내셔널 인크.(Prestige Brands International, Inc.)로부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클로

라셉틱 정제이다. 샘플 A 및 C는 유니플라스트 TM 펀치 성형 하드 캔디 글래스 제품의 예이다. 통상적으로, 사출 성

형 및 적층된 하드 캔디는 고유의 스트레인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 펀치 또는 롤러 성형 하드 캔디는 스트레인 뷰어(st

rain viewer) 하에서 조망할 때 가시화되는 잔류 스트레인을 보유한다. 설비는 이하와 같이 사용된다:

1) 카메라- C-마운트 어댑터를 갖는 1X 렌즈가 장착된 스칼라 포터블 디지털 마이크로스코프 DG-1.

2) 스트레인 뷰어- 사용된 스트레인 뷰어는 이하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 8와트 형광 램프를 포함하는 포터블 라이트 박스(아폴로- 모델 LB101, 미국 뉴욕 11779 론콘코마 소재).

- 두 개의 5'×3' 피스의 선형 편광 필터. 예를 들면, HN32-뉴트럴 선형 편광기 또는 스트레스 분석을 위해 적합한 다

른 것과 같은 3M 캄파니로부터 이용 가능한 것.

도 3a 및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필터(300)는 셀로판 테이프에 의해 라이트 박스(302)의 중앙에 고정되고, 

제2 필터(304)는 제1 필터(302)의 상부에 평행하게 손에 의해 파지된다. 샘플(306 및 308)은 제1 필터의 상부에 그

러나 제2 필터(304)의 하부에 배치된다. 광 투과율은 도 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필터(300)의 상부의 그 평행 위

치를 유지하면서 제2 필터(304)를 회전함으로써 조절된다.

대안적으로, 스트레인 뷰어는, 미국 팬실배니아 19454 몽고메리 애비뉴 108 더블유. 소재의 스트레인옵틱 테크놀로

지스 인크.(Strainoptic Technologies, Inc.), 또는 영국 피알5 6에스와이 랭카셔 스쿨 래인 유닛 29 올드 밀 인더스

트리얼 에스테이트 소재의 샤프리스 스트레스 엔지니어스 리미티드(Sharpless Stress Engineers, LTD.)로부터 상

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샘플의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기록된다. 사진은 샘플 이미지(필터가 아니라)에 대해 최대 광 투과각 및 최

소 광 투과각(최대 흡광) 모두에서 제2 필터를 통해 촬영된다.



공개특허 10-2004-0037207

- 18 -

도 4a 및 도 4b는 한 쌍의 편광 필터를 통해 최대 및 최소 광 투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조망될 때 펀치 성형된 하드 

캔디(샘플 A) 및 사출 성형 또는 적층된 하드 캔디(샘플 B)에 대한 전형적인 사진 이미지를 도시한다.

그 후,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에스피에스에스 인크.(SPSS Inc.)로부터 이용 가능한 시그마 스캔 프로 5]가 하드 캔

디 글래스의 관찰된 스트레인을 정량적으로 특징화하는 데 사용된다. 컬러 이미지(기포 결합 및 크랙이 없는)의 등가 

영역이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되어 0(흑색) 내지 255(백색)의 값의 범위의 픽셀 요소의 막대 그래프로서 표시된다. 해

상을 위해, 샘플 조명 및 디지털 이미지 노광이 투과 및 흡광 상태 사이의 피크 간격을 최대화하도록 조정된다.

도 5 및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환된 이미지는 그레이 스케일 픽셀의 피크형 분포로서 나타난다. 더욱이, 주어진 

샘플에 대한 피크 최대값은 편광 필터가 최대 광 투과(0°)대 최대 광 흡광(90°)에 있을 때 상이하다. 도 5에 도시한 

클로라셉틱 정제(샘플 C)와 같은 낙하 롤 또는 펀치 성형 하드 캔디 샘플은 편광이 최대 흡광점에 도달함에 따라 

밝아지고 그의 그레이 스케일 피크는 더 높은 값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사출 성형 및 적층 하드 캔디 샘플의 경우, 그

의 이미지는 어두워지고 그의 그레이 스케일 피크는 편광이 높은 흡광 레벨에 도달함에 따라 더 작은 값으로 전환된

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

경 및 변형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형에 있어서,

상기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이고, 상기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는 제형.

청구항 2.
적어도 하나의 활성 성분 및 당제 조성물을 함유하는 제형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적어도 하나의 면을 갖고,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으며, 최대 투과각에서의 상기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 제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1% 미만인 제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의 중량의 상대 표준 편차는 0.5% 미만인 제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지방, 비정질 슈가 글래스 및 퐁당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

된 적어도 하나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형.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젤라틴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 제형.

청구항 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겔 기반 조성물을 함유하지 않는 제형.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글래스를 함유하며, 상기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는 제형.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의 모든 면은 약 200 내지 300 GU의 표면 광택도를 갖는 제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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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두 개 이상의 면을 갖고,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의 차이는

약 20 GU 이하인 제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는 약 15 GU 이하인 제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두 개의 면 사이의 표면 광택도는 약 10 GU 이하인 제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최대 투과각에서의 상기 제형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이하의 최대 흡광각에서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을 갖는 제형.

청구항 1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최대 흡광각에서 약 0 내지 40 그레이스케일 사이의 평균 편광광 투과율

을 갖는 제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글래스를 함유하고, 상기 제형은 자유 형성 표면을 갖지 않는 제형

.

청구항 1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 성분은 약리학적 활성 성분인 제형.

청구항 1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입자를 함유하는 제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는 약 50 내지 약 2000 미크론의 평균 입자 크기를 갖는 제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의 적어도 일부는 코팅된 입자인 제형.

청구항 20.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단일의 물체인 제형.

청구항 2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그 표면 상에 임의의 접합부를 함유하지 않는 제형.

청구항 2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당제 조성물은 비정질 슈가 성분을 함유하는 제형.

청구항 2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형은 약 0.5 내지 5.0 미크론의 직경을 갖는 기공이 실질적으로 없는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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